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신우(申祐)아주신씨(鵝洲申氏) 
  

 



신우(申祐)  

항목 ID GC05200844 

한자 申祐 

이칭/별칭 퇴재(退齋) 

분야 역사/전통 시대，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유형 인물/문무 관인 

지역 경상북도 의성군 

시대 고려/고려 후기 

집필자 위은숙 

 

[상세정보]  

추모 시기/일시 1509 년 - 신우 속수 서원에 배향 

추모 시기/일시 1992 년 - 신우 유허비각 중수 

거주|이주지 효자리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청산리 

묘소|단소 신우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 1 리 산 39 

사당|배향지 속수 서원 -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성격 무신 

성별 남 

본관 아주(鵝洲) 

대표 관직 호군(護軍) 

 

[정의]  

고려 후기 의성 출신의 무신이며 효자.  

[가계]  

본관은 아주(鵝洲). 호는 퇴재(退齋). 아버지는 신윤유(申允濡)로 아주 신씨(鵝洲 申

氏) 의성 입향조이다. 부인은 약목 유씨(若木 柳氏)이다.  



 

[활동 사항]  

신우(申祐)는 생몰년 미상이며, 고려 충혜왕 때 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상(奉

常)·사헌부 장령(司憲府 掌令)을 거쳐 호군(護軍)에 이르렀다. 일설에는 전라도 안

렴사(全羅道 安廉使)에 이르렀다고도 한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친의 3년상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그 자리에 대나무 두 그루가 

자랐다는 것이 조정에 알려져 정려(旌閭)를 내리고 살던 마을을 효자리(孝子里)라

고 불렀다.  

일찍이 정몽주(鄭夢周)에게 영향을 받아 고려 멸망 후 고려에 대한 충성심으로 

조선이 개국하자 조카사위인 길재(吉再)와 고향에 은거하였고 이성계가 등극하여 

형조판서(刑曹判書)를 제수하였으나 나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행실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삼강행실록(三綱行實錄)』에 

실려 있다.  

[학문과 저술]  

문집으로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2권이 있다.  

[묘소]  

묘는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에 있다. 용포재(龍浦齋)는 신우의 묘각으로 1956년 건

축되었다.  

[상훈과 추모]  

1509년(중종 4년)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에 있는 속수 서원(涑水 書院)에 손중돈

(孫仲暾) 등과 함께 배향되었다. 단밀면 주선리에 있는 유허비각에는 3개의 비가 

있는데 정경세는 묘표(墓表)를, 김응조(金應祚)는 봉안문(奉安文)을, 번암 채제공은 

유허비명을 찬(撰)하였다. 비각은 최근 1992년에 중수되었다. 



 

[참고문헌] 

『신증동국여지승람』 

『상주읍지(尙州邑誌)』 

『해동인물지(海東人物志)』 

『의성 군지』(의성 군지 편찬 위원회, 1998)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서지사항 

목정보 

대표제목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권수제 퇴재선생실기(退齋先生實紀) 

표지제 퇴재실기 전(退齋實紀 全) 

판심제 퇴재실기(退齋實紀) 

분류정보 
사부분류 집부 - 별집류 

내용분류 고도서 - 영남사림문집 

저자정보 

저자 성명 : 신우(申祐) / 호 : 퇴재(退齋) / 성씨 : 신(申) 

편자(1 세기) 성명 : 신돈식(申敦植) / 본관 : 신(申) / 성씨 : 신(申) / 

생년 : 연도미상 / 몰년 : 연도미상 

간행정보 
간행년 1908 세기: 20 세기 

발간일 1908 세기: 20 세기 

소장정보 현소장처 한국국학진흥원 

형태정보 

책수 1 

권수 2 

책크기 31.5×20.7cm. 

판사항 木活字本 

판심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광곽 四周雙邊. 半匡 ; 20x15.7cm.有界.10 行 18 字.註雙行 

서발문 序;隆熙二年戊申(1908)…金道和,敦植拜手稽首.跋;柳道獻 

내용주기 퇴재 신우의 실기 

 

해제 

『퇴재실기』는 신우(申祐 ; 생몰년 미상)의 실기이다. 신우의 호는 퇴재(退齋), 본관

은 아주(鵝洲)이다. 그의 아버지 윤유(允濡)는 고려 충렬왕 때 판도판서(版圖判書)

ㆍ군기사별검교사(軍器寺別檢校事)를 역임하였는데, 청렴하고 절개가 곧기로 유명

하였다.  



당시 원(元) 황제가 고려인으로서 상소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징벌하자 사람

들이 모두 그것을 두려워하여 피했으나 윤유가 홀로 나아가 '나라를 가벼이 여기

고 자신의 몸을 아끼는 무리를 벌해야 한다.'고 하여 왕이 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 

유득소(柳得韶) 등 4명을 옥에 가두었다.  

신우는 고려 말 조선 초의 인물로 상주(尙州)의 단밀현(丹密縣)에 거주하였으며, 

고려 때의 벼슬은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ㆍ전라도 안렴사(按廉使)를 역임했다.  

그는 특히 효성이 지극하기로 이름이 났는데, 그의 아버지가 죽고 여막(廬幕)에서 

3년상을 마치자 무덤 앞에 쌍죽(雙竹)이 생겼으므로 효성이 지극한 때문이라고 

하여 정문(旌門)이 세워졌다.  

그는 일찍이 정몽주(鄭夢周)에게 대의(大義)를 들었으며,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

국하자 길재(吉再)와 함께 고향에 돌아와 상주 만경산에 은거하였다.  

태조와 일찍부터 친구간으로서 조선이 개국된 뒤 형조판서(刑曹判書)에 임명되었

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책목록 

퇴재선생실기서(退齋先生實紀序) 

신씨세계(申氏世系) 

퇴재선생실기목록(退齋先生實紀目錄) 

퇴재선생실기권지일(退齋先生實紀卷之一) 

부록(附錄)번역문 기사해제  

묘표(墓表) 

수갈고유문(竪碣告由文) 

속수서원봉안문(涑水書院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속원봉안시고묘문(涑院奉安時告墓文) 

고유손우재선생문(告由孫愚齋先生文) 

상주사림통문(尙州士林通文) 

속원경현사상량문(涑院敬賢祠上梁文) 

경현사기(景賢祠記) 

제쌍죽도(題雙竹圖) 

한식알사포선형(寒食謁蛇浦先瑩) 

제묘문(祭墓文) 

나재배문록(懶齋拜門錄) 

사적(事蹟) 

우(又) 

유허비명[병서](遺墟碑銘[幷序]) 

속원명륜당중수상량문(涑院明倫堂重修上梁文) 

명륜당중수기(明倫堂重修記)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幷序]) 

 

퇴재선생실기권지이(退齋先生實紀卷之二) 

부후손조두문적(附後孫爼豆文蹟) 

니산서원상량문[남몽뢰](尼山書院上梁文[南蒙賚]) 

장대서원풍영루상량문[홍만조만퇴](藏待書院風詠樓上梁文[洪萬朝晩退]) 

회당선생봉안문[이현일갈암](悔堂先生奉安文[李玄逸葛庵]) 

상향축문[이유장고산](常享祝文[李惟樟孤山]) 



오봉선생봉안문[금계광](梧峯先生奉安文[金啓光]) 

상향축문[이유장](常享祝文[李惟樟]) 

매강사정은선생봉안문[류심춘강고](梅岡祠靜隱先生奉安文[柳尋春江皐]) 

상향축문(常享祝文) 

단구서원상량문[류주목계당](丹邱書院上梁文[柳疇睦溪堂]) 

호계선생봉안문[이돈우긍암](虎溪先生奉安文[李敦禹肯庵]) 

상향축문(常享祝文) 

라나재선생봉안문(懶懶齋先生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인재선생봉안문(忍齋先生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영귀서당통문[단구서원영건시](詠歸書堂通文[丹邱書院營建時]) 

장대서원통문[단원게건시](藏待書院通文[丹院揭虔時]) 

발(跋) 

 

 

 

 

 

 

 

 

 


